
“사랑의 윤리학 개론: 연애는 미친 짓이다?”(권혁인 

목사), 시간 경영: 관계 중심적 삶으로 시간 경영 도

전하기”(황병구 집사), “관계회복, 갈등관

리, 회복”(장학순 목사), “삶으로 드리는 

예배”(심형진 전도사) 등의 강의들이 있

었습니다.  김형국 목사님은 “한국교회 

미래,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제목으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따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성찬식과 

더불어 진행된 파송예배에서는 장학순 

목사님(한인목회강화협의회)께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학생들을 격려하

며 말씀을 나눠 주셨습니다.

3일간의 아침 기도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씨를 

뿌린 사람이 자고 일어났는데 그사이에 싹이 나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됐는

지를 모릅니다. 세상

에서 가장 작은 겨

자씨를 심었는데 심

고 보니 자라서 공

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됐습니다. 컨퍼런스

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 

나라의 비유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

나님 나라라는 주제

로 그 어느 때보다 

감리교회가 다른 교단 목사와 함께할 수 있는 연

대의 장을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홍순관 집사님은 이런 동역이 연합감리교회가 가

진 열린 신학의 열매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하셨습

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 한인목회강화협의회와 

한인총회, 시카고지역한인교역자연합회, 남부시카

고한인연합감리교회, 뉴욕만백성교회, 디트로이트

한인연합감리교회,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 밸리

연합감리교회,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살렘한

인연합감리교회, 와싱톤사귐의교회, 와싱톤한인교

회, 한미연합감리교회, 후러싱제일교회, 퍼듀제자교

회, 안병일 목사님(Morganville UMC)께서 재정후

원을 해 주셨습니다.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는 6년째 교회를 컨퍼런스 장소로 제공해 주셨습니

다. 연합감리교회 전체가 함께 2030 컨퍼런스를 만

들어 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

니다. 미국 전역에서 온 학생들은 소그룹으로 나뉘

어서 4일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정을 나누고 아쉬

워하면서 헤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

면서 2030 컨퍼런스가 만남

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만남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

의 더 큰 연대의 밑그림을 그

려가게 될 것입니다. 컨퍼런

스를 통해 심겨진 작은 씨앗

들이 자라나서 얼마나 큰 하

나님 나라를 만들어낼까 기

대하게 됩니다. 지역교회마

다 청년들이 없다고 걱정이

지만 하나님 나라의 꿈을 마

음에 품고 돌아간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미래가 자라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고, 청년들은 교회의 

소망입니다.

시국에 관한 이야기도 많았고, 사회정의, 동성애, 북

한 등 지역 교회에서 다루기 어려운 이야기들도 다

뤄졌습니다. 청년, 학생들이 잘 받아들일까 조심스

러운 마음이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소통의 문이 갑

자기 활짝 열린 듯한 느낌

이었습니다. 주제를 정한 

지는 한참 전이었는데 지

금의 시국과 너무도 절묘

하게 맞아 떨어지는 주제

였고, 학생들은 열린 마음

으로 받아주는 듯했습니

다. 우리는 작은 씨앗을 

심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하루아침에 큰 나무가 되

어 있는 듯했습니다. 

동역하고 연대하는 기쁨도 함께 누렸습니다. 40

여 명 가까운 스텝들과 행복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

다. 강사로 오신 몇몇 분께

서 2030의 특징을 풋풋함

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우

리 스텝들의 순수하고 헌

신된 모습도 그런 인상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싶

습니다. 우리 교단의 목사

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

단의 목사님, 평신도 강사

분들도 한마음이 되어 함

께 컨퍼런스를 만들어 냈

습니다. 김형국 목사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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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거주하는 청년, 학생들을 위해 시작된 

2030 컨퍼런스가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해 온 2030 컨퍼런스는 이제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올

해도 18개 주 74개 교회에서 40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누렸습니다. 올해는 ‘하나님 

나라 Here & Now’라는 주제를 가지고 행사를 준비

하고 강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

수님의 삶과 사역을 이해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그

동안 한국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거나 중요

하게 다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개인적

인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고, 신앙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하지 못했

습니다. 이 주제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에서부터, 우리 사회 한복판에서부터 신앙을 살아

야 한다는 것을 학생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주강사인 김형국 목사님(서울나들목교회)은 매

일 저녁 집회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 설명하

시며 학생들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세 분의 주제

강사들은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 이

야기해 주셨습니다. 권혁인 목사님(열린교회, CA)

은 기독교적 사회정의에 관해 강의해 주셨고, 황

병구 집사님(재단법인 한빛누리)은 ‘공적 신앙을 

가진 공공재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자기 삶의 

실천적인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홍순관 집사

님은 “나는 내 숨을 쉰다.”라는 제목으로 노래와 

이야기를 엮은 공연을 해 주셨습니다. 선택 세미

나에서는 학생들이 관심하는 분야뿐 아니라 고민

해야 할 다양한 분야들이 다뤄졌습니다. “Growing 

as Confident Leaders-Intercultural Competency”(박

영미 감리사), “Human Sexuality에 관한 신앙적 이

해”(강혜경 목사), “북한: 평화로운 세상, 하나님 나

라”(우경아 목사), “Small Group, Big Impact”(조찬

주 집사), “일터에서 하나님 만나기”(김인섭 교수), 

2030 컨퍼런스 참석자 단체 사진

권혁인 목사(열린교회, CA)의 
강의 모습

마지막 날 파송예배의 장학순 목사
(한인목회강화협의회)의 모습

Worship 찬양예배 모습

오치용 목사(2030 컨퍼런스 대회장) | 예수사랑 한인연합감리교회, 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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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컨퍼런스 후기

2016년 2030 컨퍼런스는 여러 면에서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

니다. 하지만 2030을 참석을 결정하기까지 수많은 유혹들이 저를 가

로막았습니다. 4학년인 저는 여러 친구들과 함께 약속했던 Las Vegas 

여행을 포기해야만 했고 Thanksgiving 방학 이후 있을 기말고사와 쏟

아지는 과제를 끝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쉽

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취업준비를 하면서 겪은 어려움 그리고 개인적

인 문제들로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터라 과감히 체크를 보냈

습니다. 저는 일정 금액의 연봉과 구체적으로 일하고 싶은 도시를 마

음속으로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2030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첫날부터 무거운 주제를 과감하게 말씀해 주신 설교를 듣

고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해 많은 십일조를 드

리고 가족만 행복하면 그만이겠지라는 생각만 했던 저로서는 “갑질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자”라는 말씀이 바로 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그

저 열심히 행복하기를 바랐던 저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이었습

니다. 3박 4일간 설교의 중점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였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

지 이루어져 왔지만, 사람들의 무분별한 탐욕과 타락으로 인해 하나

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3박 4일간 집회를 통해 

큰 꾸중을 듣고 깨달은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집회를 참여하면서 항상 궁금해 왔던 것은 “그렇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2일 차 집회 후 

조별모임을 가지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문제들로 세상에 지친 청년들이 한 조에 있었습니다. 조원들 

모두 서로의 아픔과 고민을 잘 들어주고 방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인들의 맡은 업무를 해

결하는 스텝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며 사는 삶이 바로 저

런 삶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2030 컨퍼런스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참여했

던 여러 수련회 중에서도 가장 완벽했

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이 세상과 타

협하며 살고 있는 저에 대한 문제를 제

시하셨고 그 대답을 2030 컨퍼런스 전

체를 통해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면 세상은 조

금 의아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지

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힘든 일을 

함께 헤쳐나가게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원들을 붙여주셨고 저희 19조

는 미국 전역에서 서로를 위해 이미 기

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은 

저의 부족함은 앞으로 다른 삶을 살기 위한 동기부여를 주기에 너무

나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적합한 조원들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아무 걱정 없이 오로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2030 컨퍼런스의 모든 스태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박 4일 동안 너무

나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만들어준 저희 19조 조원들 사랑하고 격하

게 아낍니다. 

한재엽 아이오와 시티 IA

미국 대학으로 유학을 온 후 모태신앙, 교회 청

년부 소그룹 리더 그리고 반항해본 적 없는 믿음 등

의 이유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주위에

는 당연히 저의 믿음은 좋을 것이라고 단정해주시

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홀로 낯

선 미국땅에 지내면서 교회 분들 말고 저의 믿음 생

활에 조언해 줄 사람이 없었고 올바른 하나님의 길

로 이끌어 줄 사람도 없었고 신앙적 고민을 이야기할 사람도 찾기 어

려웠습니다. 정말 지금 나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는 것일까? 옳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일까? 와 같은 고민들로 미지근한 믿음을 다시 끓어 올릴 

수 있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2030 Conference를 알게 되었

고 꼭 가보고 싶은 마음과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길 바라며 수련회를 

신청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저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져서 기

쁨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들 수 있도록 열심

히 기도했습니다. 

2030 Conference 첫날 저녁 처음으로 조장과 조원들을 만나고 너무 

어색해서 과연 우리 7조는 이 수련회가 끝날 때까지 친해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다음 날 아침 바로 해결되었

습니다. 새벽예배 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후 아침을 먹는 그 순간부

터 하나님께서는 저희 조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의 삶을 말씀에 적용시키면서 저희 나이 또래에 해당되는 고민들

을 나누고 서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조장과 조원들을 통해 저는 너무

나도 값진 것을 얻어갑니다. 

더 감사한 것은 저의 다른 기도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평상시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를 때 왜 눈물이 

흐르지 않을까? 나의 마음속에는 뜨거

움이 없는 것일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

었는데 2030 Conference를 통해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집회 기도시간 

때 목사님께서 결단을 주제로 다 같이 

기도를 했는데 주위 몇몇 사람들은 울

부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했고 몇몇 사람

들은 잔잔한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나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

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기도와 결단 중 저의 마음은 기쁨과 굳센 마음이 가득 생겼는데 여기

에 꼭 눈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감사와 소망으로 가득 찬 마음이 필요

하단 깨달음이었습니다. 꼭 눈물만이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하

나님께서 보여 주신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수련회가 아니었다면 너무나 소중한 조원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마음의 평안함 그리고 제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처음에 열 배를 기대했다면 저는 이를 통해 백 배, 

아니 십만 배의 수확을 얻고 갑니다. 수련회를 마치기 전 조원 모두 기

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제가 이 수련회를 통해 기도 응답을 경험한 것

처럼 저희 조를 포함하여 이 수련회를 참가한 모두가 서로 중보기도 해

주며 꼭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이번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며 조금씩 하

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자녀가 될 수 있게 기도합니다. 

기승효 데이튼 OH

컨퍼런스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첫째 날부터 시작

된 강의들은 제가 가지고 있던 기독교에 대한 생각들을 철저히 무너뜨

려 주셨고 3일간 계속 지적으로 깨우쳐 주셨고 저 자신을 계속 돌아보

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기억에 남았던 것은 첫날 첫 시간에 하신 질

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

에 저는 자신 있게 ‘사랑’이라고 대답했지만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정의, 생명, 은혜, 사랑, 믿음, 교회, 전도 

등 많이 쓰는 단어들을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있었던 방법으로 정의 

내려 주셨습니다. 

셋째 날에 있었던 홍순관 집사님의 공연도 배울 점이 많았던 시간

이었습니다. 그분의 노래들은 제가 알고 있던 찬양들을 다시 들어보

게 했습니다. 제가 알고 부르는 대부분의 찬양들은 하나님을 사랑하

고 경배하고 찬양하라는 내용을 찬양하는 가사들일 뿐 그중에는 우

리의 각자 상황 속에서 정확히 뭘 해야 할지에 대해선 쓰여 있지 않았

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뭐지 그냥 잘걸” 하고 생각했지만 정말 순수한 

아이의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들에 감동을 받아 마지막엔 “오기 정말 

잘했다”라고 모두가 생각했을 것 같은 공연이었습니다. 

김현호 아이오와 시티 IA

The 2030 conference impacted my life so significantly 
that I now see my life as divided into before 2030 and after. 
Through Pastor Hyoung Guk Kim’s sermons, I’ve been giv-
en a new sense of direction with renewed purpose. I now 
clearly understand that God is building Heaven on Earth, 
that I am called to live a God-honoring life, and the way to 
do so is by being a partner with Christ in helping heal the 
brokenness in this world. 

 김성은 콜럼버스 OH 

아무런 기대 없이 봉사만 하려 했던 컨퍼런스였는데 정신없이 넙

죽 받아먹은 은혜가 내 생각의 방향을 잡아주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시는 신앙

의 선배님들의 간증,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 주실만큼 사랑하시는 하

나님과 이미 오셨고 또 오실 메시아 예수

님 이야기들이 내 온몸 구석구석 혈관을 

타고 흘렀다. 우리를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고작 쌀 

한 톨과도 같은 피조물인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등 돌리고 있었을까? 

정신을 차려 빛 가운데로 걷기 시작하니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과 내게 붙

여주신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힘들지만 서로 격려해

주고 칭찬해주는 많은 스태프들과, 부족

한 나를 엄마처럼 생각해주고 따르는 사

랑스러운 조원들, 짧은 시간 봉사하며 정을 나눈 유치부 아이들… 하

나님은 내게 너무도 과분하게 이 모두를 붙여주셨다. 

허수진 시카고 IL 

Worship 찬양예배 모습

얼바인온누리교회 예배담당 심형진 전도사

주제강사 가수 홍순관 집사

황병구 집사(재단법인 한빛
누리)의 강연 모습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 강
연하는 김형국 목사(서울나
들목교회)

2030컨퍼런스 참석자 자녀들의 찬양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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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학교를 다녀와서...
남혜영 목사 | First UMC, Moorestown, NJ

지난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시카고 부근 위스콘신 주 작은 호수가 있는 마을에서 “한
반도에서 목회지까지”라는 주제로 평화학교가 열렸다. 어릴 적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말은 셀 수도 없이 많이 들어 왔지만 진정 내 
마음속부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평화학교를 참석 한 것
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

참석자는 30여 명, 나처럼 처음 참석 한 사람들도 있었으나, 그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
해 많은 노력하신 선배님들도 참석하셨다.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을 다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수고하셨는지를 듣고 고개가 숙여졌다. 

그 중에 얼마 전 오병이어 사역으로 북쪽을 다녀오신 목사님들의 보고를 들었다. 여러 
교회와 성도님들의 정성 어린 헌금으로 백내장으로 시력을 잃어가시는 많은 북쪽 분들을 
도우셨다고 한다. 보여주신 사진에는 함께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 북쪽 분들과 함께 나무를 
심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그 사진을 보면서 이것이 한반도 평화의 작은 걸음이 아닐까 생각해보았다.
선배님들의 나눔에는 가슴 아픈 이야기도 많았다. 남쪽과 북쪽이 아직도 전쟁상태로 

대립하고 있는 때에 한반도의 평화를 말하는 것은 아직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신다. 때
로는 “너는 좌파냐 우파냐”하는 질문을 받으셨다고 한다. 그리고 오해도 받으시고 따돌림
도 당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꼭 이렇게 무슨 파인지 따져야 되었을까? 예수님처럼 남쪽과 북쪽을 모두 사랑의 마
음으로 품을 수는 없을까? 전쟁의 아픈 고통을 경험하신 분들의 상처는 내 작은 머리로
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용서와 사랑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평화학교를 다녀온 후 내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나
만의 답을 만들어 보았다. 먼저는 남쪽과 북쪽을 모두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기로 결심하였
다. 그리고 이전보다는 한반도 평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행동으로 실행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때 돕기로 했다.

언젠가는 나도 평화의 나무를 북쪽 분들과 남쪽 분들과 함께 심을 수 있기를 기도하면
서, 평화학교에서 불렀던 노래를 조용히 불러 본다. 

“오소서 오소서 평화의 임금, 우리가 한마음 이루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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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위원회 평화학교 및 총회 진행... 그 동안의 

평화선교 평가와 향후 4년간의 계획 수립, 오병

이어 헌금 북한 수해지역 복구와 구제에 사용하

기로 결정

“평화와 성장이 함께가는 목회가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또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평화를 위한 사역에 많은 교회와 평신도들이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위스콘신에 위치한 Wes-

ley Woods Retreat Center에서 열렸던 한인연합감리교회 평화

학교 및 총회에서 나온 참석자들의 목소리들이다. 

평화위원회(회장 장위현 목사)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모임

에 참석한 32명의 목회자 및 평신도들은 향후 4년간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 일을 함께 해 나갈 조직을 

정비하며, 평화위원회 사역의 평가와 미래 전망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모임을 통해 그동안 임원 중심으로 진

행되던 평화위원회 사역이 좀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해 외연을 확

장하는 본격적인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평화운동 전망
첫날 저녁 세미나를 인도한 정희수 감독(위스콘신 연회)은 

그동안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 진행되어 온 전 세계적 운동의 

맥락을 소개했다. 

한반도 화해와 평화문제가 본격적으로 의논된 1984년 일본

의 도잔소 회의로부터 남북한의 교계 대표들이 최초로 만난 

1988년의 스위스 글리온 회의, 북미기독자협의회, 그리고 평화

위원회 주관으로 애틀랜타에서 지난 2013년 진행된 평화 컨퍼

런스까지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한 후 정 감독은 향후 평화위원

회의 역할을 4가지로 정리했다. ① ‘세계교회와의 연대’속에서 

진행되는 사역, ② 오병이어 현금처럼 지난 20년간 지속되어 온 

‘신앙고백 운동으로서의 지속성’, ③ 남북한의 다름과 상처에 대

한 성찰에 기초한 ‘화해의 사역’, ④ 최근 한반도의 불확실성 가

운데 ‘평화를 위한 부르심’.

북한방문 보고
이어진 둘째 날 오전 모임에선 작년 평화위원회 임원진의 방

북에 이어 금년에도 이뤄진 북한 방문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

다. 먼저 밸리연합감리교회 선교부장으로 북한선교에 참여해 

오다, 안수를 받고 NGO 단체를 설립해 본격적인 북한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최상영 목사가 지난 10월 말 진행됐던 방북사업

을 소개했다. 오병이어 위원장 함정례 목사와 함께 방북했던 최 

목사는 오병이어 선교기금을 통해 3천여 명의 백내장 환자 시

술을 지원하고 돌아온 내용을 전했다. 

이어 그동안 한인감리교회가 북한선교를 위해 모금해 온 ‘오

병이어 헌금’에 대한 함정례 목사의 보고가 이어졌는데, 함 목

사는 북한지역 어린아이들을 위한 국수공장과 고아원 지원 등

에 이어 향후 지속 가능한 새로운 사역으로 장애자 선교, 특히 

약 30여만 명에 가까운 북한지역의 백내장 환자 시술에 대한 지

원방향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투명한 운영과 보고를 통해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는 오병이어 현금이 될 것을 바란다”고 바람

을 전했다. 이에 대해 평화위원회 회장 장위현 목사는 이번 방

북의 정기 지원 외에 지난 9월 초 발생했던 함경북도 수해 피

해에 관한 특별지원을 설명했다. 피해 지역의 주민들을 돕기 

위해 오는 11월 말 중에 겨울 모포 1만 장, 어린이용 겨울 외

투 1,000개, 침낭 1,000개, 그리고 쌀 12톤 등 총 5, 6만불 가량

의 구호품을 국경을 통해 보내기로 한 계획을 보고했고, 향후 

2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 여겨지는 피해지역의 복구사업 지원

을 위해 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UMCOR)와 상의 중에 있음

을 소개했다.

“정의, 평화, 통일 선교의

미래를 준비하자!”
2016년 평화위원회 평화학교 및 정기총회

한인총회 평화위원회 소식

이준협 목사 | 아틀란타한인교회 선교담당 부목사, GA

사람들이 사는 세상
고요한 목사 | 비전교회 부목사, MA

“내가 사는 세상과 너무나 다른 세상. 그러나 그곳도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목사님의 말씀이 잔잔하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 너무나도 
당연한 그 진리를 그동안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내 자신을 발견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화해, 평화, 통일을 말하면서도 정작 북한이라는 나라만 생각했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서 울고, 웃고, 사랑하며 우리네처럼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있음을 잊고 있었습니다. 70년이 넘는 긴 분단의 시간은 거대한 장벽이 되어 그 너머에 
‘사람 사는 마을’이 있다는 당연한 진리조차 보지 못하도록 저의 눈을 가렸습니다. 이번 평
화위원회는 두려움과 편견에 가려진 눈을 씻는 시간이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들려주
신 북녘땅의 이야기, 묘목장의 산 내음과 옥류관의 냉면 맛은 내 안에 흑백사진으로만 존
재하던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깨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인도해줬습니다. 

결국 평화와 화해, 통일은 딱딱하고 어려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이 이마에 땀 
흘리며 나무 심고, 평양냉면 한 사발 시원하게 함께 말아먹고, 이별이 아쉬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눈물 흘릴 수 있다면, 그 맞잡은 손의 온기가 70년 넘는 냉전의 벽도 서서히 녹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작은 만남들이 쌓이고 모여야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처럼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통일의 소망을 
놓지 않고, 용기 내서 서로의 손을 맞잡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평화위원회
를 통해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거친 풍파 속에서도 그 소망과 만남의 끈을 놓지 않고 
이어주신 선배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한반도와 이 땅 위에 이루어
지기를 소망하며 이제 부족하지만 저도 함께 그 손을 잡아보겠습니다. 

평화위원회 평화학교 및 정기총회 참석자 단체 사진 
평화위원회 참석자 전원 기도 모습

평화위원회 임원단의 모습 ▶ 6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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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회와 연말 행사들이 많은 10

월 말에 2주의 성지 여행을 계획하

는 것이 참가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성지학습 

여행에 한 마음이 되어 모일 수 있

게 된 것은, 이 학습여행의 인도자

인 이진희 목사님(웨슬리연합감리

교회, TX)의 영향이 크다. 이 목사

님은 여러 권의 저서와 특히 ‘광야

를 읽다(두란노 출판)’로 이미 국내

외 널리 알려진 탁월한 교사요 설교

자며, 성경 성지 전문가이다. 우리 

모두가 성지로 나가기로 결심한 데

는, 이 거룩한 광야를 능숙하게 이

끌 인도자를 믿었기 때문이다. 해박

한 성경 지식과 그 땅의 지형과 문

화를 잘 아는 이 목사님

은, 성지와 말씀의 목자

였다. 고대의 땅에 대해 

현대의 목회자들에게 잘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도록 가

르쳐 준 목회자들의 교사였다. 우리 성지 학습 여행단은 

새롭게 알게 된 사실과 다시 깨닫는 기쁨으로 연신 탄성

을 지르며 순한 양처럼 인도함을 받았다. 수백 번은 설교

했을 그 땅이 그렇게 낯 설을 줄이야! 모르는 것이 많았

을 뿐 아니라,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도 얼마나 많았

던지!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라는 말을 바로 

이 성지학습을 통해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번 여행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곳 하나를 소개하려 

한다. 바로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은 성경에서 세 시대

의 공간적 배경이 된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 다윗의 고

향,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높고 긴 장벽이 그 도시

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현재, 예루살렘은 이스라

엘 땅이고, 베들레헴은 팔리스타인 영역이었다. 외부인

이 우리가 봐도 그 장벽 안팎의 빈부의 격차는 선명했다. 

베들레헴은 오래전이나 지금이나 연약했다. 

그런데 바로 그 베들레헴 보아스의 뜰에서 한국 선교

사님을 만났다. 그가 선교센터를 세운 곳은 옛날의 보아

스와 룻이 만났던 타작마당이었다. 이방인 여인 룻이 들

어가 다윗의 시대를 준비했던 것처럼, 이방인 강태윤 선교사님이 그 

타작마당 위에서 복음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청년으로 그곳에 

와 지금까지 30여 년 일편단심 팔레스타인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

고 있었다. 선교사님은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이 다 되었고, 그들이 

친구이자 멘토가 되어 있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초에 찍은 떡으로 식사 대

접을 받았다. 우리도 선교사님 내외로부터 점심으로 고추장 라면을 

대접받았다. 금(金)면이었다. 

중남부 지역 총회의 회장으로 섬기시는 임찬순 목사님은 매일 

새벽 카톡으로 시를 보내 주었는데, 그 귀한 시들은 전날 다녀간 성

벤 구리온 국제공항 출입문을 나서자, 왼편에 성소의 등잔대 모

형이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었다. 거칠게 깎아 낸 거대한 촛대들이 

뒤틀리듯 위로 솟아, 그 자체로 일곱 가닥의 불길 같았다. 성경에 나

온 바로 그 땅을 밟았음을 실감하게 해 주었다.

10월 18일 화요일 오후 4시쯤, 여러 지역에서 온 참가자들이 삼

삼오오 그 촛대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평신도 8명과 목회자 내

외 등 총 35명의 성지학습 여행단이었다. 10월 18일부터 28일까지 

총 10박 11일 일정으로,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중심으로, 성전에서 

아둘람, 갈릴리에서 사해, 지중해에서 요단강,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마사다, 삼손의 골짜기와 기드온의 샘, 예수님의 광야와 아브라함

의 무덤까지 공간과 시간적으로 장구한 지역 40여 곳을 가는 여정

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이틀은 요르단 국경을 넘었다. 방금 전, 땅

속에서 솟아 오른듯한 거대한 전차 군단 같은 돌산들이 그 자체의 

규율에 따라 도열해 있는 듯한 와디 럼 광야, 그리고 바위 속 전설 

길 같은 신비한 페트라 유적은 이번 학습 여행의 대미를 장식했다.

성지학습 여행기

중남부 지역 목회자
성지학습 여행을 다녀와서

손태원 목사 | 털사한인연합감리교회, OK

지에 대한 요약이요 묵상이요 영감이요 그래서 우리들은 매일 아

침 은혜의 양식으로 받았다. 베들레헴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런 

시로 남겼다.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베들레헴/ 룻과 보아스/ 다윗의 고향/ 님이 나신 곳// 이제는 봉

쇄의 벽에 갇힌/ 외로운 작은 섬이어라./ 팔레스틴의 거주지/ 광야

가 시작되는 곳// 성전에 제물로 드리는/ 양들을 키우는/ 베들레헴

의 산지/ 목자들 밤새워 양 지키던/ 그 들판에 서 있네./ 누가 알아

주지 않아도/ 묵묵히 눈뜨고 깨어있던/ 목자들의 땅/ 영원한 복음

의 고향이어라.// 돌아온 이방 여인/ 그 아름답고 순결한/ 몸가짐의 

여인/ 그 영원함 가치를 알아봤던/ 보아스의 밭이 있는 곳// 룻과 

보아스/ 다윗의 그림자와 흔적은/ 찾을 길이 없지만/ 다윗이 광야

에서/ 십수 년 지내듯/ 선교의 꿈/ 복음의 꿈 꾸는 이가 있어/ 새 역

사의 문법을 논의하네.// 보아스의 밭에/ 복음의 씨앗 뿌리고/ 이스

라엘을 시기 나게 해/ 예수의 복음/ 땅끝까지 전하려는 열정,/ 한민

족 선교사의 뜨거운 외침/ 

삼십 년의 세월/ 베들레헴

에 갇혀/ 꿈을 꾸며 기도하

던 이 생명의 꿈틀임/ 드고

아의 광야에서도/ 헤브론

의 산지에서도/ 귓가에 쟁

쟁하오.//

35명이 한 차에 타고 2

주를 같이 다녔다. 성지를 

경험하는 것만큼이나 동

행하는 것도 큰 은혜였다. 

우리 중에 최고 선배님은 

김정근 목사님(중남부 선

교 감리사)이셨다. 해병대 

이후로 최고 힘든 시간이

셨다고 한다. 그러나 한 곳

도 빼지 않고 하루에 2만 

보 이상 일행들과 같이 다

니셨다. 단백질 바를 나눠 

주시며 격려해 주시던 엄

준노 목사님, 여행 막바지

에 전해진 조국 소식에 나

라 생각 많이 하시던 박광배 목사님, 사진으로 평생 추억 남겨 주신 

나길석 목사님, 팔레스타인 운전사 조셉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조

성우 목사님, 성지에 대한 철벽 준비로 성지 학습 여행에 모델이 되

신 소정일 목사님, 교회와 시대의 사명을 함께 이야기했던 김덕건 

목사님, 성지에도 부흥만이 살길이라 하시던 조낙훈 목사님, 늘 변

함없이 자상하신 이진종 목사님, 거의 한국인 수준으로 말씀하시

던 아브라함 전도사님 내외, 그리고 평신도 그룹을 리드하셨던 정재

일 집사님과 특히 차 안에서 불편한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웨

슬리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

름답다는 말씀 또한, 이 성지 학습 여행을 통해서 절실히 깨달았다.

아르벨 골짜기에서 성만찬을 집례하고 있는 임찬순 목사

성지학습 여행단 단체사진 모습

이진희 목사가 성지학습 여행에서 설명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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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erous Life

Los Altos 연합감리교회(CA)의 주일학교 4학년 한 어린이는 도움

이 필요한 어떤 가정에 라마 한 마리를 사주기 위해 자신의 학급에

서 얼마의 돈을 모아야 하는지 계산해 보았을 때, 창의적인 방법으

로 돕고 싶은 열정이 솟구쳤다. 

“엄마, 돈을 충분히 모으지 못할까 봐 걱정이에요. 제가 레
모네이드와 공예품을 팔아서라도 우리가 약속했던 일을 
꼭 해낼 거에요”라고 Faith Watters 는 말했다. 애쓰고 수고한 끝

에, Faith는 300불을 모금하여 Heifer International을 통해 라마 구

매를 후원했다. 

캘리포니아 주 Los Altos 교회의 어린이 사역 디렉터로 섬기고 있는 

Lisa Conway는 어린이들과 관련한 “넉넉한 나눔”의 선교적인 측면

을 지키는 것은 청지기와 헌금생활의 정신을 북돋우는 데 매우 중

요하다고 전한다. 그녀는 헌금생활을 독려하기 위해 지역적인 프

로젝트와 국제적인 프로젝트 등을 활용하고 있다.

“어린이에게 십일조를 드리라고 권하는 것은 그 아이에게 
별 의미를 느끼게 해줄 수 없지만, 각자가 드린 헌금이 다
른 학우들의 헌금과 합쳐져 Heifer International을 통해 
필요한 가정에 가축 한 마리를 마련해 주거나, 혹은 우리 
동네에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린이들도 자신이 드린 헌금과 그 
헌금이 쓰이는 곳에 대한 연결점을 찾게 됩니다”라고 Lisa 

Conway는 설명한다.

Let the Children Give: Time, Talents, Love, and Money (Upper 

Room Books)를 저술한 기독교 교육자인 Delia Halverson은 연합

감리교회 제자사역부가 후원한 최근의 온라인 세미나에서 참석자

들에게 “어린이들은 보면서 배우고, 실천을 통해 성장합니
다”라고 상기시켜 주었다. Halverson은 어린이들이 청지기로서의 

생각과 마음이 선교의 손과 발로 교차됨을 배울 때 먼저 교회를 소

중히 여기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제안한다. 

제자사역부의 청직담당부 디렉터로 섬기고 있는 Rosanna Ander-

son 목사는 “나이와 
신앙 발달 단계에 맞
게 고안된 자료들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과 교감하는 것이 중
요합니다”라고 전한다.

Earn. Save. Give.(Ab-

ingdon Press)나 대강절 

성경공부 교재 Finding

Bethlehem in the Midst 

of Bedlam(Abingdon 

Press) 같은 자료들은 교

인 가정들로 하여금 교회 차원의 헌금 약정 캠페인에 보다 개인적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말한다.

헌금 약정 캠페인의 일환으로 어린이들을 헌금, 기도, 참여, 출석, 

봉사 및 증거하는 삶을 살 것을 부모와 함께 약정하도록 초대할 수 

있다. 어린이들을 위해 디자인된 특별 헌금 약정서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쓰레기를 줍고, 용돈의 십일조를 드리고, 예배를 돕는 어린

이로서 사람들을 환영하고 섬김을 통해 교회를 돌보기로 약속하

는 것을 도와준다고 Halverson은 전한다.

메릴랜드 주의 Bethesda 연합감리교회의 청소년부 사역자인 Nick 

Haigler 역시 청지기의 사명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방면의 약정 시

스템을 이용한다. 예를 들면, 교회의 건물 증축을 위한 헌금 약정 

기간 동안, 중고등부 또한 재정적인 약정과 교회봉사 시간을 드리

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교회를 돌보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교회가 건
강하게 세워지는 데 드리는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드려진 헌금들이 어떻게 사역에 쓰이게 되는지
의 연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라고 Haigler는 전한다. 

선입금된 직불 카드의 사용이 젊은이들 사이에 상용화되고 있고, 

어른들도 자동 이체를 통해 십일조를 드리는 일들이 보편화가 되

면서, 이제는 헌금바구니에 헌금을 넣는 것만이 기쁜 마음으로 드

이 기사는 연합감리교회 인터프레터 매거진 7, 8월 이슈에 개재된 내용을 번역한 글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Faith Watters가 Los Altos 연합감리교회(CA) 
주일학교의 라마선교 후원을 위해 레모네이드와

공예품을 팔고 있는 모습
－ 사진제공: LISA CONWAY

아이들에게 나누는 삶 가르치기

리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지도자 사역의 임시 부총무로 섬기는 Ken Sloane 목사는 “전자
식 헌금방식에 따라 오늘날의 어린이들이 헌금생활에 대
해 직접 보고 배울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연합

감리교회 제자사역부는 공보부와 연계하여 “저는 연합감리교회의 

E-Giver입니다”라고 적힌 카드를 제작하였다. Sloane 목사는 “이제 

전자 매체를 통해 헌금을 드리는 교인들도 예배 중 헌금 바구니에 

E-Giver 카드를 넣음으로써 주일 아침 헌금시간에도 참여할 수 있

게 되었습니다”라고 전한다. 

베데스다 교회는 전자 헌금을 권장한다고 말하면서, “테크놀로지
는 우리 일상의 한 부분입니다. 모든 지출이 온라인을 이
용합니다. 햄버거도 자동 직불로 구매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교회에 헌금 드리는 것 또한 그만큼 편해야 되지 않겠습니
까?”라고 Haigler는 제안한다. 

글쓴이  Melissa Hinnen 목사는 뉴욕 주 Croton-on-

Hudson의 Asbury 연합감리교회의 목사이다. 과거에 그

녀는 총회세계선교부의 공보 담당으로 사역하였다.

아울러, 애틀랜타 사무실의 행정/프로그램 책임자로 김지희 (Erin Jihui Kim) 사무장이
새로이 저희 한목협 팀에 합류했고. 사무총장으로 섬기는 장학순 목사는 뉴욕과 애틀랜타를
오가며 지속적으로 사역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한인목회강화협의회 행정사무실 이전공고

한인목회강화협의회는 총회세계선교부(Global Ministries)의 애틀랜타 이전과 발을 맞추어
그 행정사무실을 11월 21일 부로 애틀랜타로 옮겼음을 알려 드립니다.
새로운 주소와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Korean Ministry Plan
Global Ministries | The United Methodist Church

458 Ponce De Leon Ave. NE
Atlanta, GA 30308

 404-460-7937 ext. 1219

Erin Jihui Kim
Program Associate, Korean Ministry Plan
Global Mission Connections

erinkim@umcmission.org

Paul H. Chang
Executive Director, Korean Ministry Plan
Global Mission Connections

pchang@umcmission.org

917-446-0966(Mobile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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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한 더 나가서 사회와 세상을 성화시켜 나가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도전의 말씀으로 네 번

째 강의를 마쳤다.

이번 훈련대회를 통해서 참석자들은 성도요 또한 감

리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무엇을 위

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강한 깨달음과 도

전을 받게 되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항상 은혜

의 수단, 말씀과 기도와 선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목표를 가지고 성

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며 또한 다른 신앙의 지체들과 깊

이 있는 신앙의 사귐과 교제와 사역을 통해서 서로가 연

결되어서 함께 신앙생활과 사역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행위를 실

천함으로써 사회를 변혁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상항한국인연합감리교회 송계영 목사가 인도한 폐회

예배와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요 감리교인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신앙의 목표와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결단을 하면서 모든 훈련대회 일정을 마쳤다. 

제1차 대회에 이어서 이번 평신도 지도자 훈련대회 장소를 제공하

고 식사와 다과를 준비해서 대접해 주신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홍

삼열 목사와 모든 성도 그리고 강의를 위해 순서 순서를 위해 애써주

신 모든 목회자와 후원해주신 파트너교회연합회 그리고 모든 준비와 

진행을 감당한 총회제자사역부의 김광기 목사와 수고한 모든 분께 감

사를 드린다.

Leadership Training

제2차 북가주 평신도 지도자 훈련대회에 참가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던 그가 올더스게이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

험하고 회심해서 능력 있는 사역을 펼치게 되고 감리교 운동을 통해 

영국을 변화시키고 미국에도 감리교회를 세워서 미국 개척시대에 복

음을 전하는 첨병의 사명을 감당하며 부흥을 이루어 온 말씀을 전할 

때, 나 자신이 감리교인으로서 존 웨슬리 목사와 초기 감리교인들처럼 

신앙생활 하며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불타오르게 되는 것

을 느낄 수 있었다.

오후에는 미드허드슨한인연합감리교회를 담임하는 이용연 목사가 

신앙과 교리에 대해 강의를 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이용연 목사는 하

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성경적인 

배경에서 출발해서 존 웨슬리의 은혜의 신학을 도출해 내면서 웨슬리 

신학의 탁월성과 실제성에 관해서 설명해 주었다. 특별히 존 웨슬리의 

선행과 칭의와 성화의 은총에 따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자유의

지를 통한 응답과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더욱더 은혜롭고 이해하기 쉬운 강의를 해 주었던 기억이 난다. 

마지막으로 열린교회를 담임하는 권혁인 목사가 신앙생활에 대한 

강의를 해주었다.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또한 감리교인들인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었다. 앞에서 들었

던 강의 내용을 감리인으로서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순

종하며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이었다. 구체적인 하

나하나의 실천 항목들은 존 웨슬리 목사가 가르친 은혜의 수단을 신

실하게 실천해 나가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서 개인 성화를 이루어 가

지난 2014년에 이어서 총회제자사역부와 파트너교회

연합회 후원으로 개최한 제2차 북가주 한인연합감리교회 

평신도 지도자 훈련대회가 북가주 지역 10개 한인연합감

리교회의 100여 명의 성도와 목회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

렸다. 이번 훈련대회는 참석자들에게 감리교인의 정체성

과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해 주어서 감리교인으로서 사명

감과 목표와 참된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과 섬김의 사역

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세워주었던 귀한 시간이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의 짧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참석자들이 은혜로운 강의들을 진지하게 들으며 훈련에 

임하면서 많은 배움과 깨달음을 얻고 영적인 도전을 받

았던 훈련대회였다.

이번 훈련에서는 총회제자사역부에서 펴낸 “우리는 누

구인가?”라는 책을 교재로 해서 4번의 강의가 오전과 오

후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오전 첫 강의로 산타클라라연

합감리교회를 담임하는 홍삼열 목사가 연합감리교회의 

독특성에 대해 강의를 했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다른 주

요교단들의 특징을 설명하고 연합감리교회는 어떤 특징

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로마가톨릭, 정교회, 루터교,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과 성결교단의 특징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각 교단의 특

성을 알려주고 연합감리교회의 특징을 설명하였기에 각 교단의 차이

점과 연합감리교회만의 특성이 아주 명확하게 쏙쏙 들어오게 만들어 

주었던 강의였다.

다음으로 오클랜드연합감리교회를 담임하는 이강원 목사가 연합

감리교회의 역사와 조직에 대해 강의를 했다. 특별히 존 웨슬리 목사

의 삶과 신앙의 여정에 대한 강의가 인상적이었다. 모태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영국 성교회 목사로서 신앙생활과 사역을 해 왔지만, 확신에 찬 

오클랜트한인연합감리교회 이강원 목사 세미나 강연 모습

개회예배 찬양을 인도하는 박후일 전도자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CA)

북가주 평신도 지도자 훈련대회 참석자 단체 사진

김영래 목사 | 콘트라코스타연합감리교회 CA

“정의, 평화, 통일 선교의 미래를 준비하자!” 2016년 평화위원회 평화학교 및 정기총회  3페이지에 이어서 ▶

향후 전략과 계획
이번 모임에선 임원진과 모든 참석자들이 향후 4년간의 계획수립

과 조직구성에 동참했다. 이를 통해 평화위원회는 향후 북한지역 방

문 및 예배, 수재민 구호활동, 한인여선교회 평화학교, 평화 부흥회와 

지역 평화학교, 젊은이들의 DMZ 평화기행, 평화대행진(워싱턴), 미국 

대표단 북한방문, 평화 컨퍼런스(서울) 등의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연합감리교회 내 한국평화협의체 신설, NCCK/

NCC USA에 협의체 구성, 총회세계선교부나 한인총회 내에 평화총무 

역할의 신설 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실현 방안을 나눴다. 더불

어 참석자들은 △교육/홍보 분야 △평화운동 분야 △교류/방북 분야 

△오병이어 활동 분야로 평화위원회의 조직을 나눠 각자가 각 분야에 

참여하며 역할을 감당하기로 다짐했다.

미주한인교회와 차세대를 위한 평화운동
둘째 날 저녁 세미나를 담당한 김정호 목사(후러싱제일교회, NY)

는 전에는 어른들 가방 들어드리며 그분들의 뒤만 쫓아가도 평화운

동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이므로, 평화위원

회 회원들은 정의와 평화, 통일을 위한 사역에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

는 목회적 삶을 살아가자,”며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

하는데, 우리는 아주 높은 이상만 추구하지 말고 오병이어와 같이 현

실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역에서부터 함께 하는 기쁨을 경험하자”

고 덧붙였다. 기조 발표 후 여러 한인교회 목사들이 자신들의 목회지

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정의, 평화의 주제를 작지만 목회적으로 선교

적으로 나누고 있는가를 나누는 시간도 있었다.

이번 모임에 대해 참석자 중 가장 젊은 연령이었던 한명훈 목사(매

디슨한인연합감리교회, WI)는 “청년들이 성도의 거의 대부분인 개척

교회 현실에서 교인들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정의, 

평화, 화해의 설교를 하겠다,”면서 “평화와 성장이 함께 가는 목회가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또 할 수 있으리라고는 믿는다,”고 소감을 밝혔

다. 또한 평신도 참석자였던 이흥철 집사(열린교회, CA)는 “처음 참석

했는데 임원진의 많은 준비와 참석자들의 열정에 감동을 받았다,”면

서 “교회가 꼭 해야 할 평화와 화해를 위한 사역이 활발히 이뤄지기 위

해 다음 모임에선 목회자뿐 아니라 교회의 평신도 대표가 1명씩이라

도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모임을 통해 참석자들은 평화위원회 회칙에 대한 수정

을 논의했으며, 그동안 사역에 참여했던 임원진의 연임을 승인하며 좀 

더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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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1년 4차 증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부터 증축이 완공되기까지 200여 회의 건축위원회 회

의를 이끈 송병윤 장로(원로)의 건축보고를 통해 디트

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의 하나 된 모습과 저력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송병윤 장로의 건축보고에 의하

면 이번 4차 증축은 총 16,680 스퀘어피트 면적과 총 

420여만 달러의 공사비가 들어간 대공사였으며 4차 증

축을 위해 3차례에 걸친 성도들의 약정헌금과 성도들

의 끊임없는 중보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음을 보고

하였다. 

이어 위스콘신 주재감독인 정희수 감독과 조영진 은

퇴감독의 영상 축하 메시지를 통해 두 감독은 공히 디

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의 4

차 증축완공은 현재 내림막을 

달리고 있는 미연합감리교회 가

운데 성장하는 교회로서의 귀한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이번 증

축이 차세대 자녀교육을 위한 다

목적교육관 건축이라는 점에서 

미주 이민사회의 교단을 뛰어넘

어, 한인교회들의 자녀세대에 대

한 신앙전수의 대표적인 귀감이 

될 것이라고 축사하였다. 

끝으로 디트로이트한인연합

감리교회를 담임하는 장찬영 목

사는 지난 6개월간의 공사가 하

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사고 한 

건 없이 무사히 마치고 오늘의 

완공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함께 한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이 하

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였다. 

장찬영 목사는 지금까지 본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은 자신들만 누리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웃과 지역

사회를 섬기라고 부어주신 축복임을 재차 강조하며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꾸준히 섬겨 나가는 교회가 될 것임을 

거듭 말하였다. 

■ 기사제공: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

개체교회 소식

지난 11월 20일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담임목사 장찬영)

는 EM 예배당 및 다목적교육관을 위한 제4차 증축을 완공하고 400

여 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입당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입당감사

예배에는 미연합감리교 미시간지역 주재감독인 데이빗 바드 감독

과 지역 한인목회자, 지역 주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본 교회 성도들

과 더불어 지난 6개월간 이루어진 공사완공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신앙교육의 중심센터인 교육관 오픈의 첫 시

작을 알렸다. 

특히 이날 입당감사예배에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함은 

물론, 지난 44년 전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를 개척한 1대 원로

목사 윤영봉 목사(23년 시무)와 그로부터 2대 목사로 섬긴 이훈경 2

대 원로목사(18년 시무), 그리고 지난 2013년 7월 1일부로 디트로이

트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로 파송, 부임한 장찬영 목사(3대 목

사)가 한자리에 모여 지난 44년간 하나님 은혜로 지나온 교회 역사

를 뒤돌아보며 1, 2, 3

대 목사가 함께하는, 

이민사회 한인교회

에서는 보기 드문 귀

한 축복의 자리였다. 

이 모습을 함께 바라

본 본 교회 성도들은 

물론, 그 날 함께 참

석한 지역사회의 한

인들은 모두가 감격

과 축복의 말을 전

하였다.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

4차 증축 및 입당감사예배 드려

▲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 입당감사예배 전경

▲ 입당감사예배 리본커팅 모습

▲ 장찬영 목사 입당감사예배 사회를 보는 장면
▲ 윤영봉(1대 원로) 목사
의 축도 모습

▲ 아이들의 특송 모습

연말연시를 맞
이할 때마다, 깊
은 밤 자정을 지
나 새 날을 맞는 
느낌이 듭니다. 
얼마 지나지 않
아서, 우리는 다
사다난했던 한 

해를 역사의 뒤안길에 묻고, 희망찬 새해를 맞습니
다. 몇 주 전에 ‘한 날의 괴로움은 하루에 족하고, 
한 해의 아픔과 상처도 한 해에 족하다’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잘 정
리해야, 새 아침과 새 날을 잘 맞이할 수 있습니
다. 올해의 쓴 뿌리를 내년으로 미리 배달하지 마
십시다.

충전할 수 없는 배터리를 ‘1차전지’, 재충전이 가능
한 배터리를 ‘2차전지’라고 합니다. 2차전지 중에서 
니켈카드뮴 전지는 완전히 방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충전을 하면 (shallow charge - discharge), 전
지의 실제 용량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현
상을 ‘메모리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감정과 
영혼에도 메모리 효과가 존재합니다. 감정의 앙금
과 영혼의 쓴뿌리를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완전히 방전시켜 버려야 됩니다. 100세 시대를 살
아가면서, 건강과 피부 관리에 부쩍 신경을 많이 
쓰십시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감정과 영혼 관리
에는 조금 소홀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루의 감정
의 찌꺼기를 깔끔하게 마음 밖으로 몰아내지 못
하면, 그 다음 날은 새 날이 아닌 어제의 연속입
니다. 올해 영혼의 상처를 투고 박스에 담아 2017

년 냉장고에 정성스럽게 담아 놓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내년으로 가져가실 계획이시라면, 
내년은 새해가 아니라 2016년의 재방송이 될 것
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
은 허다한 죄를 덮어 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
하게 대접하십시오.” (베드로전서 4:7-8)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제
자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성
탄주일 예배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주
제로 연속설교가 계속 됩니다. 저의 작은 소망은 
2016년 성탄절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먼저 우
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멋진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또 활화
산처럼 흘러 넘쳐나지 못하면, 우리는 ‘뜨겁게’ 사
랑할 수 없습니다. 불평은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그 
깊은 곳에 아직도 찌꺼기와 쓴 뿌리가 남아 있는지
를 적실하게 보여 주는 지표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
음을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
는 영혼의 현주소도 불평으로 드러나 보여집니다. 
불평을 완전히 ‘방전’시켜 버리십시다. 그리고 따뜻
한 가슴으로, 뜨거운 심장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
어 주십시다. 
 
■ 글쓴이: 김한성 목사 | 와싱톤한인교회, VA

메모리 효과(Memory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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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학 박사과정 (글로벌 아시안 트랙)은 현
장을 중요시하는 전 세계의 목회자들과 신학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와 선교 전문, 최
고 지도자 과정입니다.

목회 현장 경험을 가진 각 분야 세계 최고
의 신학자들이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
을 신학적 지식과 창조적 대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성경과 교회의 역
사, 신학의 전통, 그리고 오늘날 세계의 문화
와 종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훈련을 합니다. 

지금까지 본 과정에는 전 세계 여러 나라
에서 사역하는 신학교 교수들과 목회자들, 그
리고 선교사들이 참여해 왔고, 수준 높고 책
임 있는 학사 관리를 통하여 매우 높은 졸업
률을 자랑합니다.

또한, 본 과정은 북미 신학교 협의회 (ATS)
와 주 정부 (MSCHE)가 인준했을 뿐만 아니
라, 세계적으로도 명망 높게 알려진 학위과
정으로서, 지난 10여 년간 매년 변화된 목회 
현장과 학생들에게 맞는 새로운 트랙(track)
을 개발해 왔으며, 지금까지 이 과정이 배출
한 94명의 졸업생들은 세계 곳곳에서 신학
교 교수와 목회자로 그리고 선교사로 활약하
고 있습니다.

입학자격
신학석사 학위 소지자
목회경력 3년 이상인자

입학전형 서류 (영문)
1. 입학지원서
2. 졸업증명서(대학/대학원) 각 1부
3. 성적증명서(대학/대학원) 각 1부
4. 추천서 2부(교수추천/목회자추천-한글가능)
5. TOEFL 또는 영어시험 성적
6. 전형료 200불 (22만원)

전형방법
면접과 영어시험 (2017년 1월 16일)

학위
북미 신학교 협의회(ATS) 인정 
목회학 박사(D. Min)

서류제출 마감
2017년 1월 10일

제출처 
Wesley Theological Seminary
450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16, USA

11기 일정 (일정 변경 가능) 
한 학기당 2주 집중교육 (년 4주)
Session 1. 2017.06.20~06.30  미국 웨슬리
Session 2. 2018.01.15~01.26  한국
Session 3. 2018.06.19~06.29  미국 웨슬리
Session 4. 2019.01.14~01.25  한국
Session 5. 2019.07.01~07.12  한국

웨슬리 교수진
David McAllister-Wilson(President), 
Kyunglim Shin Lee(Vice President), 
Robert Martin(Dean), Bruce Birch(Dean 
Emeritus), Michael Koppel, Denise 
Dombkowski Hopkins, Sondra Wheeler 
등 웨슬리 정규 교수진이 강의를 합니다.

섬기는사람들 United Methodists In Service

P.O. Box 320, Nashville, TN 37202-0320

Phone (615) 742-5765 | Fax (615) 742-5469

kumc@umcom.org

편집국장: 이승필 목사 | jlee@umcom.org

편집부장: 임주연 | jkim@umcom.org

RESOURCES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임원회/수련회
1월 19~21일, 아틀랜타, GA

Young Women's Leadership Program 
3월 22~25일, UMCOR, UT

2017 한인총회
4월 24~27일, 로스엔젤레스, CA

전국지도자대회
5월 26~28일, Honolulu, HI

St. Paul신학대학원 한국어 강좌
7월 30일~8월 4일, Leawood, KS

Nexus Convocation(Nexus Kids Camp+Youth Initiative)
8월 2~5일, McLean, VA

Children's Ministry Coaching and Consultation
Available to all KUMC local churches (Year round)

타인종목회자협의회 연차대회
8월 7~10일, 시카고, IL

한인여선교회 전국 지도자 훈련
9월 27~30일, Nashville, TN

2017년 행사일정웨슬리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 과정
글로벌 아시안 트랙 11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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